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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VRFB(Vanadium Redox Flow Battery)는 바나듐계 이온을 전해질로 사용하는 레독스 흐름 전지로, 전해질의 양이 전
지의 용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주로 대용량의 전력이 필요한 플랜트 등에서 주로 사용하는 전지이다. 이 VRFB내에는 
Current collector의 부식 방지용으로 두꺼운 Graphite판을 BP(Bipolar plate)로 사용한다. 플랜트에서는 대용량 전지를 필요
로 하여 Single stack으로는 사용되기 어렵고, Multi stack으로 주로 사용한다. Multi stack의 경우, 수 백장의 BP가 들어가 
전지의 부피가 매우 커지게 되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BP의 두꺼운 Graphite를 얇은 TiO2 기판으로 교체하여 성능을 비교
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Ti 금속기판을 양극산화법으로 TiO2 나노튜브 구조를 만든 후, TiO2의 전도도 향상을 목적으로 
IrO2를 코팅하였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Graphite에 비해 전기화학적 특성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Cell test를 통해 
VRFB의 성능을 평가하였다.

1. 서론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는 전해질(활성물질)의 양이 곧 용량을 결정하는 특성으로 인해 발전소나 플랜트급 이상의 대용량 전
력이 필요한 장소에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다. 매우 안정적인 싸이클 특성을 나타내며 환경 친화적인 장점 때문에 배터리
의 효율 향상을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2. 본론  

본 연구에서는 VRFB의 효율 향상을 위해 내부 부품 중 하나인 Bipolar plate의 개량에 중점을 두었다. 기존에 쓰던 
Graphite bipolar plate는 두께가 두껍고 카본소재인 만큼 VRFB의 활성종인 바나듐에 대해 전기화학적 활성을 띄지 않는
다. 따라서, 금속기판의 표면처리를 통해 두께를 줄이고 전기화학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 1. SEM & EDX image of Ir coated TiO2 nanotubular structure

3. 결론  

기존 Graphite와 표면처리 후의 BP의 전기화학적 특성을 평가하여 그 성능이 표면처리 후 향상됨을 알 수 있었고, VRFB 
cell에 적용한 결과 역시 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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